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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PMS(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는   
 

관점별 전략관리, 실행계획 수립, 성과모니터링, 평가 및 보상연

계를 모두 지원하는   종합 성과관리 솔루션입니다. 

성공적으로 BSC를 도입한 고객들이 인정한 특화된 기능들을 포

함하여 국내 BSC 업무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SE PMS 개요 

SE PMS는 조직의 성과 관리 및 평가에 따른 보상 시스템의 체계적인 구축 방법과 컨설팅 방법을 제시하는 웹 기반의 전문 솔루션으로 
㈜에스이파트너즈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솔루션입니다. SE PMS를 통하여 전략체계의 인과관계에 대한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전략공유, 목표설정, 경영성과 모니터링, 조직성과 및 개인의 성과를 통합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습니다. 

SE PMS의 솔루션 구성 

성과관리시스템은 단위 조직별 지표관리체계 수립, 상시 성과모

니터링 및 통계 Report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KHPMS 를 도

입함으로써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귀사로 하여금 신속히 대처할 

수 도록 역량을 키워드립니다. 

 다양한 경영환경에 신속 대응 하는 솔루션 

SE PMS의 특장점 

Open Architecture 

SE PMS Architecture 

KHPMS는 WEB,RDB,JAVA기반의 오픈 아키텍쳐로 구성됩니다. 

SE PMS를 도입하면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앞서 성과관리 및 평가에 따른 보상
시스템의 체계적인 구축 방법과 평가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SE PMS를 단순한 결과 분석도구로 활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의사결정 내용은 의사결정권자들과 구성원들의 긴밀한 커뮤니
케이션 할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조직 구성원 모두 
회사 전략방향을 공유하며, 이해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조직 및 개인의 성과 평가체계를 구성하는 역량지표를 관리하
여 다면평가, MBO 등 귀사의 역량 평가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
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정보의 가시성, 직관성 보장 : 전사조직도, 전략체계도,  전략목

표/성과지표를 통한 성과의 공유 (관리 자동화 및 고객사별 

Customizing 가능) 

 사용자 편의성 보장 : 조직, 전략, 지표 요약 상세 분석을 위한 

Drill-down, Drill-through 조작 지원 

 정보의 업무관련성, 적시성, 정확성 보장 : 실적산식, 득점산식, 

평가구간대, 측정항목, 누계산식등 다양한 측정방법 및 점수화 

지원, 계산된 지표를 통한 지표관리의 단순화 및 입력최소화, 인

과관계 ,상관계수 분석지원 

 의사소통 적시성, 용이성 보장 : E-mail/게시판/SMS 등을 통하

여 전략 및 성과상태에 대한 편리한 커뮤니케이션 지원 

 유지보수성, 유연성 보장 : 조직, 전략목표, 성과지표 변경에 따

른 손쉬운 변경관리 지원 

 정부경영평가, CEO/기관장 경영평가, 성과계약 평가관리의 평

가 및 보상체계 제공 

 BSC 지표와 업무평가를 위한 기타지표를 동시에 관리하고 분리

하여 모니터링하는 지표 풀 및 모니터링 이원화 기능 제공  

 BSC, 개인평가, 다면평가 등을 종합하여 성과급의 차등지급과 

승진심사에 연계하는 보상체계 지원 

 다양한 플랫폼 및 사용자 환경 지원 (Windows, Linux, Unix / 

Explorer 6.0x이상,Firefox,Google clome,…) 

 다양한 데이터 소스의 연계 확장 가능 

 고객사에 맞는 대시보드 커스터마이징 가능 

 타 시스템과의 통합, 확장 용이 

 다국어 지원 

 핵심 기본기능 차별성 

 특화된 성과관리 기능성 

 확장성 및 개방성 



SE PMS 주요기능 

SE PMS의 기능 분류  

 코드등록 및 관리 

시스템에서 관리 하는 모든 코드를 쉽게 관리할수 있습니다.  

코드를 검색한 후 Excel로  출력 할 수 있고 복사기능을 이용하여 

추가 및 변경 시 용이하게 처리할수 잇습니다. 

 사용자관리 
시스템 관리자가 사용자의 등록, 수정, 및 삭제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직급, 직책에 따른 사용자별 접급권한을 가지며, 유연하게 변

경할수 있습니다. 권한은 개인별 또는 그룹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반 시스템과의 연계 

SE PMS는 인사, 재무 및 생산,물류 등 회사의 모든 시스템과 연계

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준 인터페이스 정의함으로써, 분석

의 기본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하거나 또는 Concurrent 프로르램

으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또한 ETL Tool이 내장되어 있어 별도

의 설치가 필요없습니다. 

 시스템 관리 기능 제공 

기반시스템과의 연계 및 ETL 작업 시 발생하는 자료의 불일치로 

인한 분석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면 및 REPORTING 를 통

하여 정합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CONCURRENT 작업의 결과 

및 오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메일링 및 SMS 기능 
SE PMS는 성과단당자,(PA), 이니셔티브 담당자애 대한 Email, 

SMS 및 BSC 결과의 공지 및 베포를 위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SE PMS는 시스템 전반을 관리 밑 데이터 축적을 위한 작업을 

관리하는  1. 시스템 관리 기능과 , 조직의 조직의 목표, 비젼, 미

션 등을 정의하는 2. 목표 관리 기능 그리고 실제 성과의 집계, 

분석, 평가 및 시물레이션 기능을 포함하는 3. 성과 평가 기능으

로 구분되어 집니다.  

 주요 기능  - 시스템 관리   

1.시스템관리 2.목표 관리 3.성과 평가 

SE PMS는 조직의 성과 관리 및 평가에 따른 보상 시스템의 체계적인 구축 방법과 컨설팅 방법을 제시하는 웹 기반의 전문 솔루션으로 
㈜에스이파트너즈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솔루션입니다. SE PMS를 통하여 전략체계의 인과관계에 대한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전략공유, 목표설정, 경영성과 모니터링, 조직성과 및 개인의 성과를 통합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습니다. 



SE PMS 주요기능 

 목표 실적 관리 

 전략 / KPI 관리 

 변화관리 & 조직개편 SE PMS를 통하여 기업의 미션, 비전, 전략, 관점, CSF 등 을 관

리하고 결과적으로 변화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통합성과관리 체

계를 통해서 BSC 관점의 전략집중화를 통한 실행력 강화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 목표 관리 

• 미션 및 비전 설정 

• 조직별 기간별 전략 설정 

• 전략 기간별 전략 KPI설정 및 가중치 조정  

• BSC 관점 및 단위 설정 

• 전략맵 및 조직맵 자동 (Drag&Drop)생성 기능제공 

• 이니셔티브(실행과제) 등록 및 공지(E-mail, SMS), 평가 기능 

• 전략/지표 복사 , 담당자 별도 설정, 이력관리 기능 

• 전략, 성과지표, 조직, 개인 목표 설정 기능 

• 성과지표의 유형, 분류체계, 

   측정주기, 측정방법,  

   데이터형식, 목표설정방법  

   등 지표별 정의서 관리기능 

• 각종 계산기능 및 산식 제공 

   (Formula) 

• 정성평가에 따른 성과점수 (AHP)등 반영 기능 지원 

• 목표/실적 기간제어, 경영계획에 따른 목표데이터 일괄등록 기능 

• 평가지표와 관리지표에 분리 운영기능 제공 

• 모든 DATA에 이력관리 기능 

• 전략/KPI의 인과관계 상관계수를 통한 객관적인 분석기능  

• ETL기능 또는 Matrix분석 방법론을 제공하여 연계시스템의 

변동에 대한 관리방안 제공 

SE PMS는 조직의 성과 관리 및 평가에 따른 보상 시스템의 체계적인 구축 방법과 컨설팅 방법을 제시하는 웹 기반의 전문 솔루션으로 
㈜에스이파트너즈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솔루션입니다. SE PMS를 통하여 전략체계의 인과관계에 대한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전략공유, 목표설정, 경영성과 모니터링, 조직성과 및 개인의 성과를 통합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습니다. 



SE PMS 주요기능 

 정성 평가 지원 

 다양한 성과 평가 기능 

 총괄표관리 & 최종평가 SE PMS는 성과 평가는 물론이고 정부경영평가/기관장경영계약

평가/개인MBO/부서장성과계약평가/핵심전략과제/기관장지시

사항 등 각종 평가와 정성평가 시 조정계수 반영, 성과 

DashBoard 및 전략 Top-down 분석 기능 제공 하며 최종평가 

시 타 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을 제공합니다 

 주요 기능  - 성과 평가 

• 정부경영평가 / 경영계약 / 개인MBO / 부서장 성과계약평가 

/ 핵심전략과제 평가관리 / 지시사항 이행평가 등 기관에서 

BSC성과평가 외의 기타 평가항목들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평가 가능 

• 수시업무평가 지원으로 득점현황을 모니터링 가능 

• 지표별 Drill-Down 상세 요인 분석 기능 

• 평가자의 익명성 보장 

• 이니셔티브 평가기능 

• 평가결과에 따른 각종  

   조정계수 

 ( 최고점, 편차, 가중치) 

   를 통한 조정기능 

• 평가자 배정시 룰설정 기능 

• 평가대상 점수 조회 기능 

• 전략 / KPI  Driil-Down    조회 분석기능 

• 각종 그래프를 통한 분석   및 Report출력기능 

• 상관계수를 통한 원인분석 

• 회귀방정식을 통한 지표별  예측 기능 

 통합 성과 모니터링 

• 조직/경영평가/개인 MBO 총괄 평가표 조회, Report 기능 

• 평가결과를 승진 / 보상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Data 제공 

SE PMS는 조직의 성과 관리 및 평가에 따른 보상 시스템의 체계적인 구축 방법과 컨설팅 방법을 제시하는 웹 기반의 전문 솔루션으로 
㈜에스이파트너즈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솔루션입니다. SE PMS를 통하여 전략체계의 인과관계에 대한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전략공유, 목표설정, 경영성과 모니터링, 조직성과 및 개인의 성과를 통합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습니다. 



SE PMS 성능비교 

 성능 테스트 

성능테스트 전문툴인 EMPRIX 사의 E-TEST로  PMS 시스템의 

각종 분석 화면에 대한 성능테스트 결과 뛰어난 결과가 입증되

었습니다.  

서버명 
장비 

운영체제 
CPU RAM 애플리케이션 

Web 
Server 

HP-UX B11 
3.0Ghz 
2EA 

4GB Apache 

APP 
Server 

HP-UX B11 
3.0Ghz 
2EA 

4GB WebSphere 

DB 
Server 

IBM AIX 
5.1 

- - Oracle 

사용자를 600명으로 가정하고 동시 접속자를 최대 10% 잡았

을 경우 동시접속자 60명까지 운영시 응답시간이 3초를 초과
하지 않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응답시간을 보이고 있
습니다 

WAS 서버의 서버 자원 사용량 중 CPU User Time은 가상유
저 200명인 상태에서도 60% 이하였으므로 매우 안정적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WAS 서버의 서버 자원 사용량 중 Memory 사용량은 가상 유
저증가에 따라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했으나, 부하량 감소와 같
이 감소되었음으로, 매우 안정적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테스트 환경 

 테스트 결과 평가  

가용메모리 

사용현황 

CPU  

사용현황 

 테스트 결과 

 제품 비교 

타사 제품과 비교해보면 SE PMS의 뛰어난 성능을 확인하실 수 있

습니다.  

시스템 특징 비교 

전략 평가 기능 비교 

기타 기능 비교 

SE PMS는 조직의 성과 관리 및 평가에 따른 보상 시스템의 체계적인 구축 방법과 컨설팅 방법을 제시하는 웹 기반의 전문 솔루션으로 
㈜에스이파트너즈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솔루션입니다. SE PMS를 통하여 전략체계의 인과관계에 대한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전략공유, 목표설정, 경영성과 모니터링, 조직성과 및 개인의 성과를 통합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습니다. 



SE PMS 구축방법론 

 시스템 구축 방법론 

에스이파트너즈에서는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분야에서 이

미 검증된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분석, 설계, 구현 및 전

개 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별 산출물을 관리하여  성과관리시

스템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특히 에스

이파트너즈는 분석 및 설계단계에서 조직의 성과 평가방법과 

보상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동시에 추진합니다. 이를 통하여 시

스템 도입 초기부터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검증된 방법론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방법론은 1.분석, 2.설계, 3.구현, 4.전계의 

4단계로  진행합니다. 각 단계는 상계단계로 세분되어져 총 9단

계의 상세 단계를 진행합니다. 

단계 1. 분석  

분석 단계는 구축 일정을 수립하고 개발환경 설정 및 컨설팅 산

출물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환경 설정  

프로젝트 Scopeㅇ 맞는 인력투입을 확정하고 구축 조직의 

R&R을 부여합니다. 제품 및 S/W를 설치하여 전체적인 시스

템 구성을 완료합니다. 또한 프로젝트 참여자에 대한 목표의 

교육 및 개발 표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요구 분석 

회사의 비젼 및 목표를 확인하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요건을 

정의합니다. 소스시스템을 파악하여 시스템 연계방안을 수립

하고, PMS의 기능과의 매핑을 통해 추가 및 수정이 필요한 

부문에 대하여 분석 합니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평가 및 보

상에 관한 컨설팅 및 PMS의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 집니다. 

단계 2. 설계  

설계 단계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화면부분, GAP분석, Interface

관련 작업에 대한 설계를 수행합니다. 이 단계는 시스템 전반의 

프로세스를 확정짓는 단게로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PMS 시스템 설계  

PMS의 적용 기능을 확정합니다. 만일 PMS 와의 GAP분석을 

통해 도출된 항목에 관해 화면 및 DB 의 설계를 추진하여 최

종시스템의 구성을 확정합니다. 

시스템 연계설계 

성과 정보의 대상이 되는 원천시스템과의 연계항목을 정의

합니다.  기존 시스템 단당자와 함께 ㅇㄴ계항목에 대한 연

계 방식을 정의하고, 설계합니다. 

단계 3. 구현  

구현 단계는 설계 부문을 기반으로 실제 구현하는 단계입니다. 

실제 구현 시 이미 시스템 단위테스트를 병행함으로써 시행 착

으를 최소화 합니다. 

PMS 시스템 구현 

PMS의 필수 기본 설정 즉 조직 및 전략정보를 구성합니다. 

각각의 화면마다 디자인을 확정하고 컨펌합니다. 추가 및  보

완 항목위 개발을 실시하며, 변경된 DB의 구현 및 집계엔진

을 요건에 맞게 변경합니다.   

시스템 연계구현 

기존시스템과의 연계항목을 세부적으로 구현완료하고, 연계

된 데이타에대한 검증 작업을 수행합니다. 

단계 4. 전개  

전개 단계는 시스템테스트와 데이터 정합성 체크로 시스템 개선

사항을 파악, 보완하고, 최종 사용자 교육과 운영자 교육을 거쳐 

프로젝트를 종료합니다. 

PMS 시스템 테스트  

각 항목별 단위테스트를 재실시하고, 시스템 전반에 걸친 종

합테스트 작업을 수행합니다, 필요시 과거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과 평가를 시범 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 구현과 동시에 사용자 매뉴얼 및 시스템 매뉴얼을 작

성합니다. 경영층 및 관련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특히 시

스템도입의 목적 및 목표를 재확인 함으로써 시스템 활용도

를 극대화 합니다.  

운영 지원 및 종료 

프로젝트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최종 보고을 실

시합니다. 완료보고서에는 기 합의된 모든 시스템 문서를 포

함하여 지속적인 운영 및 변경에 대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

다. 

SE PMS는 조직의 성과 관리 및 평가에 따른 보상 시스템의 체계적인 구축 방법과 컨설팅 방법을 제시하는 웹 기반의 전문 솔루션으로 
㈜에스이파트너즈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솔루션입니다. SE PMS를 통하여 전략체계의 인과관계에 대한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전략공유, 목표설정, 경영성과 모니터링, 조직성과 및 개인의 성과를 통합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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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Partner Through Strategy Execution 

근본적으로 고객에 가치를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모든 직원이 기업의 가치 창출을 위한 서비스 
정신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춘 
고객 성공의 동반자입니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고객을 위한 스스로의 
가치와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경영 컨설팅 및 솔루션 회사에서 
경력을 쌓은 비전/중장기 전략, 조직, 인사 
분야의 전문가 및 ERP, SEM 분야의 전문 
컨설턴트들로 구성되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 
(Second Edition Value)의 컨설팅 및 
IT시스템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SE Partners 는 

khlee@separtners.co.kr 

교육서비스 : 

제품   문의 : 

khlee@separtners.co.kr  

cys@separtners.co.kr 


